
www.touchoncology.com/cme-education/ 1

 touchEXPERT OPINIONS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 경부암에서 더 나은 환자 
치료 성과를 얻기 위한 기반 마련
touchEXPERT OPINIONS 기록
독일 다름슈타트 소재 GSK와 Merck KGaA의 독자적인 교육 기부금으로 운영 이 활동은 touchIME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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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LYN HUANG 박사
실베스터 종합 암센터,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JULIUS STRAUSS 박사
미국 메릴랜드, 베세즈다

ISABELLE RAY-COQUARD 교수
CENTRE LEON BÉRARD, 프랑스 리옹

전문가: 소개
자궁 경부암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이 선별 및 모니터링에 
이용되는 바이오마커, 종양 미세 환경의 역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치료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touchEXPERT OPINIONS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궁 경부암의 선별 및 모니터링에서 바이오마커 
검사의 중요성 인식

• 침윤성 자궁 경부암의 발생과 진행에서 종양 미세 
환경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 경부암에 대한 새로운 잠재적 
치료법에 대한 최신 데이터 해석

학습 목표

• 자궁 경부암에서 바이오마커 테스트의 현재 역할과 
이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

• 자궁 경부암에 미치는 종양 미세 환경의 영향과 
이를 치료에 표적화할 수 있는 방법

• 면역 요법을 포함하여 자궁 경부암의 새로운 유망 
치료법에 대한 최신 정보

토론 주제:

최초 공개일: 2020년 12월 10일. 학점 만료일: 20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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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 테스트는 진행성/전이성자궁 경부암 
환자의 결과를 어떻게개선할 수 있습니까?

Marilyn Huang 박사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 실베스터 
통합 암센터(Sylvester Comprehensive Cancer Center)의 
부인과 종양학자인 Marilyn Huang이 함께 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바이오마커는 무엇이고 자궁 
경부암 환자의 관리에 어떤 정보를 제공합니까?

지난 10년 동안 자궁 경부암에서 우리가 이룩한 진전을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바이오마커는 PD-L1과 HPV
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 경부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선별 검사의 일부로 임상 진료 시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 HPV가 발견되면 임상 
시나리오에 따라 질확대경검사, 생검 또는 심층적 관찰과 
같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PD-L1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 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이 펨브로리주맙(pembrolizumab)을 승인하면서 지난 2
년 사이에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화학 치료 중 
또는 화학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 중이고, FDA 승인 부속 진단 
검사에서 1 이상의 복합 점수를 받고 종양이 PD-L1을 발현한 
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편평 세포 항원인 CEA, CA-19-9, CA-125 
모두 예후와의 잠재적 상관 관계를 찾거나 자궁 경부암의 
재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바이오마커로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임상용으로 충분히 
높은 특이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 경부암에 가끔 사용되는 또 다른 바이오마커로 
무어 기준(Moore Criteria)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자궁 경부암 
환자의 화학 요법 반응을 예측하는 5가지 임상 요인을 점수로 
나타낸 평가 방법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복합 화학 요법에 
펨브로리주맙(pembrolizumab)을 병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고위험도 및 중간 위험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전향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자궁 경부암과 관련해 바이오마커는 면역 요법의 
사용과 어떻게 통합됩니까?

임상 시험 외 자궁 경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미국에서 
치료법으로 면역 요법을 받기 위해서는 PD-L1 면역 조직 
화학 양성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본시험
(pivotal trial)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진행성 편평 
세포 자궁 경부암을 가진 24명의 여성 집단을 포함하는 고형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펨브로리주맙의 효능을 알아보는 개방 
표지(open label) 1b상 연구였습니다. 이 그룹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17%였으며 4명의 환자가 부분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12.5%의 환자는 안정 병변 상태(stable disease)
에 도달했습니다. 12개월에 전체 생존율은 40%였습니다. 
펨브로리주맙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좋고 충분히 지속적인 
항종양 활동이 입증됨에 따라 두 번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평 세포 자궁 경부암을 포함하는 2상 다중 코호트 
연구였습니다. 환자는 종양 PD-L1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했으며 이 코호트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약 14%였습니다. 
소급하여 PD-L1을 평가했을 때 PD-L1을 발현하지 않는 종양 
환자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바로 이 때문에 
FDA에서 펨브로리주맙 치료를 위해 PD-L1 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CheckMate 358의 2상 부분인 세 번째 시험에서 자궁 
경부암 환자는 CTLA-4 억제제인 이필리무맙(ipilimumab)과 
병용하여 또 다른 체크포인트 억제제인 니볼루맙(nivolumab)
의 여러 투여량 조합에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두 군 모두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이전에 전신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약 36% ,
전신 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 약 46%였습니다.앞서 언급한 
이전의 두 시험과 유사하게 PD-L1 면역 조직 화학이 1% 이상인 
환자는 1% 미만의 환자보다 객관적인 반응률이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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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에 있는 가장 유망한 바이오마커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HPV를 포함하여 현재 연구 중인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HPV의 지속적인 존재가 이형성증에서 
암으로의 전환을 예측하는 요인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암성 유전자 E6 및 E7의 지속적인 발현이 p53의 분해와 
망막 모세포종 단백질의 비활성화를 통해 자궁 경부암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HPV의 바이러스 수치
(viral load)를 조사하는 몇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임상적으로 사용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MicroRNA는 
또한 자궁 경부암과 관련된 microRNA 클러스터에 대해 보고된 
암유전체 아틀라스(Cancer Genome Atlas)의 종양 발생 및 
시퀀싱 데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RNA 944
는 최근 자궁 경부 세포주와 정상 및 자궁 경부암 조직 모두에서 
HPV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microRNA 944는 부피가 더 큰 종양, 림프절 전이 및 짧은 
전체 생존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TCGA 차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된 다른 많은 microRNA도 새로운 진단 및 예후 표지
(diagnostic and prognostic markers)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악성 종양과 유사하게, CD4 조절 세포에 대한 CD8-양성 
림프구의 종양 침윤 비율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향상되고 유용한 
예후 표지(prognostic marker)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단백질의 번역 후 변형 연구에서 DNA 메틸화를 포함하여 
자궁 경부암에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의 변경된 메커니즘에 
따르면 HDAC1 및 HDAC2 등의 히스톤 데아세틸라제와 같은 
변형 효소가 과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궁 
경부암에서 HPV에 의한 염색질 조절은 잠재적으로 예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암세포에 의해 분비되고 
성장 및 혈관 신생에 관여하거나 세포 자멸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VEGF-C, VEGF-D, YLK-40 및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와 같은 다른 연구 대상 분자들도 임상 사용을 위해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이 임상 사용에 도입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TCGA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분자 특성화를 통해 암에 
대한 이해가 크게 깊어졌고, 그 결과 암 치료가 진전되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기술인 라디오믹스(Radiomics)는 수학적 
접근 및 통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의학적 영상 정보로부터 
자궁 경부암 환자의 진행 단계, 노드 상태, 재발 및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영상 
기술은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연구자들은 국소 진행성 자궁 경부암으로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는 여성의 무병 생존 및 전체 생존을 예측하기 위해 치료 
전 확산 강조(diffusion-weighted) MRI의 전체 종양 현성 
확산 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를 HPV 게놈 
유형과 통합하는 예후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궁 
경부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자궁 경부암의 면역 요법은 아직 비교적 초기 단계이며, 
미세위성체 불안정성, 부정합 치유 결핍(mismatch repair 
deficiency), 경우에 따라 다른 종양에서 메가베이스당 ≥10 
돌연변이로 정의되는 높은 종양 변이 부담과 같은 다른 잠재적인 
바이오마커의 역할이 자궁 경부암의 바이오마커로서 여전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면역 요법을 1차 및 2차 요법으로 도입하는 
임상 시험이 전개됨에 따라 다른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이 추가로 
연구 및 검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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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의 발병과 진행에서 HPV 감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HPV 감염으로 인해 자궁 경부암이 발생하는 기전을 연구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종양 단백질인 E6 및 
E7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HPV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HPV는 모두 E6 
및 E7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고위험 유형 HPV에서 E6 및 E7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저위험 유형에서와는 다른 기능을 합니다. 
고위험 HPV 유형에서 E6 단백질은 다른 많은 기능 중에서도 
p53이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E7 단백질은 망막 모세포종이라는 다른 종양 억제 단백질을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망막 모세포종 
단백질에 결합하고 E2F라는 전사 인자에 결합하는 능력을 
억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세포 주기를 제어하고 세포 
주기의 한 단계에서 세포 성장을 제어하는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2F는 통제되지 않은 세포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망막 모세포종 단백질은 E2F에 결합하여 항상 세포 
성장을 제어할 수 없도록 합니다. E7은 망막 모세포종 단백질이 
E2F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E2F가 통제되지 않은 세포 
성장을 자유롭게 유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두 종양 단백질이 감염된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다른 많은 
메커니즘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연구된 두 가지 메커니즘은 p53
과 망막 모세포종 종양 억제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진행성/전이성 자궁 경부암 환자를 위해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Julius Strauss 박사

저는 Julius Strauss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 
브룩 캠퍼스에서 내과학을 전공했고 뉴욕의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Montefiore Medical Center)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저는 종양학 펠로우십을 이수했으며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 베서스다(Bethesda)에 있는 국립 보건원에서 
종양학자 겸 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HPV 
관련 암과 자궁 경부암을 포함한 HPV 관련 암에 대한 면역 요법 
치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은 무엇이며 자궁 경부암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종양 미세 환경은 종양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환경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양에 바로 인접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형의 비암성 
세포로 구성되며, 면역 세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는 세포 독성 CD8 세포 및 CD4 헬퍼 세포와 같이 
항암성을 가진 활성화된 면역 세포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 
살해 세포가 될 수 있죠. 또한 조절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세포는 면역 억제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는 조절 T 세포, 골수-유래 억제 세포, 종양 관련 대식세포
(또는 M2)가 포함됩니다. 다른 세포들도 있지만 잠재적인 
치료 옵션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세포들입니다. 종양 미세 환경에는 면역 세포 사이, 
또는 종양 미세 환경의 다른 세포 사이에서 활동하는 많은 신호 
전달 분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호 전달 분자를 일반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양 미세 환경의 세포외 
기질을 만드는 세포인 섬유아세포도 포함되는데, 이 세포는 모든 
세포가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지 구조를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요소로 구성되지만 대부분은 콜라겐입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종양 미세 환경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부분들이고 
다른 종양뿐만 아니라 자궁 경부암 진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마도 종양 미세 
환경의 면역 세포일 것입니다. 이 세포가 자궁 경부암 세포를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여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세포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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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치료를 위해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표적화할 수 있습니까? 

HPV의 E6 암 유발 단백질은 감염된 세포에서 인터페론 
신호 전달 경로를 하향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면역계가 이러한 세포를 공격하고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능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경우와 달리 
T 세포가 암세포 또는 이러한 감염된 세포에 대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E6 또는 E7과 같이 이러한 
암세포에 대한 항원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T 세포의 특이적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루킨-2 및 -12 및 인터루킨-15 등의 인터루킨과 
같은 T 세포를 비특이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이토카인을 
도입하여 T 세포를 비특이적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의 종양 미세 환경 수준에서 T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 억제제 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백신과 병용하여 
이러한 인터루킨을 도입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특이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CTLA-4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CTLA-4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떨어진 말초에 위치한 비특이적 억제제이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T 세포를 비특이적으로 활성화하여 종양 
미세 환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PD-1 또는 PD-L1, 또는 
TIGIT, Lag-3 또는 Tim-1과 같은 기타 체크포인트를 차단하여 
미세 환경 수준에서 T 세포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평가 중인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TGF-β와 같은 억제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하거나 자궁 경부암 
세포뿐만 아니라 종양 미세 환경에서도 생성하는 TGF-β와 
같은 억제성 사이토카인의 차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TGF-β 차단에 이용하기 위한 여러 기전을 가진 약물
(agents)이 임상 시험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암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유망한 연구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전반적인 신호 전달을 주로 사이토카인과 체크포인트를 
통한 면역 억제성 신호 처리에서 T 세포에 유리한 면역 자극성 
신호 처리로 변화시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궁 경부암의 효과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입양 T-
세포 이식(adoptive T-cell transfer)으로, E6 또는 E7을 
특이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유전자 조작된 T 세포 또는 E6 및 E7
을 인식하도록 개발되어 자궁 경부암 및 종양 침윤 림프구를 
공격하는 T 세포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T 세포는 초기에 
암에 좋은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인 환자로부터 채취하여 
크게 성장시키고 환자에게 다시 주입합니다.

HPV는 종양 미세 환경, 그리고 암 진행과 침습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면역 체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합니까? 

HPV는 면역 체계를 제어하고 면역 억제 종양 미세 환경을 
유발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대한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공격을 회피하는 여러 직, 간접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HPV는 모든 주요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감염에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를 면역계에 보낼 수 있는 주요 
경로인 인터페론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여 감염된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HPV는 E6을 통해, 그리고 인터페론 신호 
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수행하므로 T 세포는 
이러한 감염된 세포에 실제로 좋은 반응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E6 및 E7은 또한 감염된 세포에서 TGF-β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GF-β는 또한 세포에서 종양 
미세 환경으로 분비되어 상향 조절됩니다. TGF-β 발현은 면역 
억제성 종양 미세 환경을 더 많이 생성하고 T 세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골수 유래 억제 세포 및 Treg 세포와 
같은 면역 억제 세포가 면역을 더욱 억제하도록 만듭니다. HPV 
또는 자궁 경부암 세포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면역계의 
작용이 결정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환자 자신의 기본적 
면역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TGF-β 수용체와 
같이 면역 체계의 수용체에 다양한 다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궁 
경부암 및 기타 HPV 관련 암에 걸릴 가능성이 다소 높거나, 일단 
이러한 암이 발생한 후에 예후가 더 나쁘거나 더 좋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PD-L1인데, 적어도 자궁 경부암 
초기 단계 또는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과 같은 전암성 병변(pre-
malignant lesions)에서 이들 세포의 PD-L1 발현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질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CIN이 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 
경부암 환자의 약 80%는 종양에서 PD-L1이 일부 발현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발현 빈도에도 불구하고 자궁 경부암 환자의 
약 12-14%만이 결국 PD-L1 요법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종양 
미세 환경에는 면역계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향후 
치료를 위한 유망한 표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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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EXPERT OPINIONS

Isabelle Ray-Coquard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Center Leon Bérard
의 종양 전문의 Isabelle Ray-Coquard 교수이며 현재 프랑스 
GINECO Group의 회장입니다. 

진행성/전이성 및 재발성 자궁 경부암 환자에 대한 
현재의 표준적 치료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치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궁 경부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러한 환자 관리에 대해 
매우 유사한 권고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이성 질환과 관련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는 백금과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을 포함한 화학요법의 
병용이 권고되며 금기 사항 없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베바시주맙의 추가 병용이 권고됩니다. 

NCCN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백금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시스플라틴을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차 화학요법 후 재발한 자궁 경부암을 
관리하기 위한 선택지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유럽에서는 
백금과 파클리탁셀의 몇 가지 병용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PD-L1 양성 상태의 환자 또는 MSI-
high 종양 환자에게 펨브롤리주맙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NCCN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자에게 젬시타빈, 이포스파미드 
및 이리노테칸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화학요법을 받은 대부분의 
재발성 질환 환자는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행성/전이성 자궁 경부암 환자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가?

우리가 PD-1 또는 PD-L1 억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환자 집단에 펨브롤리주맙 또는 니볼루맙을 
투여했을 때 흥미로운 효능이 보고된 두 건의 2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펨브롤리주맙의 효능은 PD-L1
을 발현한 암 환자에게 훨씬 더 흥미로운데, 반응률은 15%
에 가깝고 반응 기간의 중앙값은 4개월 이상이였습니다. 
니볼루맙도 광범위한 환자 집단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사용한 치료법은 가까운 
장래에 자궁 경부암 치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까? 

아시다시피, 자궁 경부암에 있어 면역 요법이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여준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된 면역치료 병용 요법도 존재합니다. 보고된 첫 
번째 요법은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의 병용으로, 재발 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재발 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일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병용 
요법으로 이전에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더 높은 용량의 
이필리무맙 투여 시 효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이전에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용량의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으로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전 특성이 매우 양호하고 그 결과는 정말로 고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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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최근인 올해 ESMO 2020에서 우리는 PD-1 억제제와 CTLA-4 
억제제, 발스틸리맙 및 잘리프레리맙의 또 다른 병용 용법을 
소개했는데, 확실한 대안이 몇 가지 없는 이 환자 집단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특정한 환자 집단에서 
안전 특성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합물 
PD-1 CTLA-4 이중 특이성 항체를 이용해 진행 중인 또 다른 
임상시험이 이 집단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 PD-1 항체인 세미플리맙의 3상 시험도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트라푸스프 알파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자궁 경부암 
치료에서 어떤 결과가 보고되었습니까?

빈트라푸스 알파는 매우 흥미로운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PD-L1 
부위와 TGF-β 수용체를 차단할 수 있는 이중 기능 항체입니다. 
이 화합물은 진행성 고형 종양, 보다 구체적으로 자궁 경부암을 
포함하는 1상 연구에서 매우 매력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반응률 측면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단일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확인된 24%의 반응률은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거의 없는 집단에서 매우 관심을 가질 만한 
수치입니다. 

티소투맙 베도틴의 작용 기전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어떤 결과가 보고되었습니까?

티소투맙 베도틴에서 얻은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티소투맙 
베도틴은 특히 조직 인자에 초점을 맞춘 항체-약물 
접합체입니다. 이 약물은 이러한 수용체를 차단하고 항 
유사분열제인 MMAE, 튜불린 중합 억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도 임상 1상뿐만 아니라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 경부암만을 대상으로 한 2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도 이 두 임상시험에서 얻은 반응률은 22 
~ 24% 사이이며 반응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2개월로 매우 
짧고, 반응 지속 시간의 중앙값은 6-8개월입니다. 3상 시험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새로운 약물과 병용 치료법이 자궁 
경부암의 현재 치료 패러다임에 어떻게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러한 모든 2상 시험은 자궁 경부암에서 면역 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화학요법보다 훨씬 더 나은 
안전 특성을 가진 면역요법이 환자에게 확실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 전임상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차 전이성 질환이 시작된 
이후부터 바로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3상 임상시험에 환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펨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용에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키노트 임상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베바시주맙과 화학요법 
병용에 아테졸리주맙을 포함한 BEATcc 임상시험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관찰되었습니다. 베바시주맙은 전이성 질환에 대한 이 
임상시험에서 필수적입니다. 더 최근에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진행성, 국소 진행성 자궁 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펨브롤리주맙을 투여하는 두 가지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화학요법과 병행하여 두르발루맙 치료를 실시하는 
CALLA 임상시험도 아직 사전 치료를 받지 않은 국소 진행성 
자궁 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상 임상시험을 주시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임상시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면역요법이 자궁 경부암 관리 초기에 
도입되어 진행성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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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EXPERT OPINIONS

이 활동은 Oakstone Publishing과 touchIME의 공동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의학교육연맹(ACCME)의 인가 요건 및 
정책에 따라 계획 및 실행되었습니다. Oakstone Publishing
은 ACCME의 인가를 받아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의료전문가유럽연합(UEMS) – 지속적의학교육유럽연맹
(EACCME)는 미국의료협회(AMA)와 지속적의학교육(CME)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AMA PRA Category 
1 Credit™을 ECMEC(European CME credit)로 전환하는 데 
관심이 있는 유럽 의사는 UEMS(www.uems.eu)에 연락해야 
합니다. 

Oakstone Publishing은 이 교육 자료를 최대 0.5 AMA PRA 
Category 1 Credits™로 지정합니다. 의사는 활동에 직접 
참가한 범위에 상응하는 학점만 요청해야 합니다.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승인 제품을 미승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교수진과 의논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승인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로 나서는 교수진은 touchIME로부터 발표 시 
참조로 제시하는 사례는 식별 가능한 라벨을 지정하지 않거나 
미승인 용도임을 밝히는 표식을 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touchIME의 업무 활동에서 이런 제품이나 
용도를 언급한다고 해서 미승인 제품이나 미승인 용도에 대해 
touchIME가 보증하거나 그런 의도를 암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touchIME는 오류나 누락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문 의료진 전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공개일: 2020년 12월 10일. 학점 만료일: 2021년 12월 10일.

CA-125, 암 항원 125; CA 19-9, 탄수화물 항원 19-9; CD, 분화 
클러스터; CEA, 암배아 항원; CIN,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 CTLA-4, 
세포 독성 림프구 항원-4; DNA, 데옥시리보 핵산; E2F, E2 인자; 
ESMO, 유럽종양학회; FDA, 미국 식품의약국; GINECO, Groupe d’ 
Investigateurs National des Etudes des Cancers Ovariens et 
du sein; HDAC, 히스톤 데아세틸라제;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LAG-3, 림프구 활성화 유전자 3; microRNA, 마이크로 리보핵산; 

MMAE,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 E; MRI, 자기공명영상; MSI, 미세 
위성 불안정성; NCCN,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p53, 종양 단백질 
p53; PD-1, 프로그램된 죽음 1; PD-L1, 프로그램된 죽음-리간드-
1; TCGA, 암유전체지도; TGF-β, 형질 전환 성장 인자 베타; TIGIT, 
Ig 및 ITIM 도메인을 갖는 T-세포 면역 수용체; TIM-1, T 세포 면역 
글로불린 및 뮤신 1; Treg, 조절 T 세포; VEGF, 혈관 내피 성장 인자; 
YLK-40, 티로신 라이신 류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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